이란: 루리족 (Luri, Northern of Iran)

인 구 : 1,675,000 (joshua project.net)
위 치 : 중부, 남부 로레스탄, 북부 쿠제스탄, 남부 하마단 지방, 마르카지 남부지방, 몇몇
열람지역 (Source: Ethnologue 2010)
언 어 : 루리족어
종 교 : 이슬람(시아파)
기독교 : 복음주의자 없음
성경번역 : 없음
개요/역사
남부 이란 자그로스 산맥에 거주하는 루리족은 유목생활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 루리족이
원래 이 지역에 거주하던 종족이라는 의견과 함께 다른 의견으로는 주후 7세기 동안 시리
아로부터 이주했다는 의견도 있다. 루리족은 주로 대부분 세 개의 지역에 퍼져 거주하고 있
다.(로레스탄, 바크타란, 코키류예을 포함한 자그로스 산맥의 풍부한 목초지역에서 유목생활
을 하며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 소수의 사람들은 이란 국경지대에 살고 있다.
루리족은 ‘루리어’를 구사하는데, 현대 페르시아어 또는 ‘파시’어와 매우 비슷하다. 루리족
남자들은 외북에서 사람들과 접촉할 경우 이중언어를 구사하지만, 반면에 여성들은 루리족
어만 말한다.
생활양식 & 거주지역
루리족의 과반수는 목자들이다. 그들은 유목민으로서, 흑염소 털로 지은 천막에 살며 일
년에 6-8개월을 야영하며 지낸다. 루리족은 오직 겨울철 몇 개월만 주택에 거주하고, 10월
부터 4월까지는 저지대의 목초지에서 지낸다. 그러나 건기에는 고지대 목초지로 그들의 가
축들을 이동시켜 거주한다. 루리족은 목자의 성공에 대하여 생각할 때, 그것은 그들 개인의
행운이라 믿는다. 루리족 사회는 가축소유량과 돈에 의해 지배되었고, 상위계급의 사람들은
하위계급의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가축을 기르게 했다. 루리족은 하위계급 사람들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그들은 상위계급 사람들에게 그들의 직업과 경제적 지원을 의지하고 있다.
가축소유량이 적은 사람들은 가축소유량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아들들을 고용시켜 수입
을 내고 있다.
몇몇의 루리족 사람들은 목축을 하는 것 보다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다. 그들은 일년
내내 주택에 거주하며 이곳에서 저속으로 옮겨다니지 않고 그들이 기른 작물로 생계를 유지
하고 있다. 루리족 안의 각 부족들 가운데는 세습되어진 ‘칸’이라고 불리는 수장이 있는데
부족의 사람들은 수장에게 곡식과 동물을 가져다 바친다. 루리족은 명예와 충성 그리고 관
대함과 용기를 중요시여긴다.
종교
루리족은 시아파 무슬림을 추종한다. 하지만, 루리족은 교의적 신앙체계이기보다 간단한 신
앙체계를 가지고 있다. 성지(또는 성묘)는 거룩한 사람들을 위해 지어지며, 루리족은 그곳에
치유의 능력이 있다고 믿어서 사람들은 영/육의 필요들을 위해 매년 방문한다.
필요
현재 이란은 심각한 경제적 정치적 문제에 처해있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루리족은 내
적 평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많은 아이들이 학교에 출석하지 못하고 있으며, 학생과 교
사 모두 심각하게 부족하다. 이란 사람 중 오직 48%만이 글을 읽고 쓸 줄 안다. 루리족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을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기도제목
1. 복음전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이란의 법이 바뀔수 있도록 기도하자.
2. 하나님께서 복음에 굳게 닫혀진 루리족의 맘을 열어주시길 기도하자.
3. 하나님께서 무슬림 문화의 대한 이해와 함께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사람을 보내주시길
기도하자.
4. 하나님께서 루리족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단체들에게 복음의 접촉점과 전략과 지혜를 주
시길 기도하자.
5. 기독교인 교사가 이란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자.
6. 혼란스러운 이란의 정세가운데서도 루리족이 평안을 찾도록 기도하자.
7. 강력한 지역교회가 세워지고 그들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길 기도하자.

